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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Bad Juju Games, Linden Lab으로부터 Desura 인수
캘리포니아 알리소 비에호, 2014년11월5일: 게임 및 미들웨어 도구 독립 개발업체인 Bad Juju Games®가
PC, Mac, Linux 게이머를 위한 종합 디지털 유통 서비스인 Desura™를 이전의 소유 및 경영 주체인 Linden
Lab®으로부터 공식 인수한 사실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앞으로 사용자와 게임 개발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새로운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Desura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두
업체가 몇 개월 동안 조율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Linden Lab은 Second Life®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Blocksworld®를 성장시키는 한편 차세대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Desura가 Bad Juju Game와 한 배를 타게 되면 자원을
이러한 우선순위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Desura의 원래 비전을 잘 살려나가고 플랫폼의 게임 개발자와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체 게임 개발 외에 Bad Juju Games는 Call of Duty®, Tekken®, Ace Combat®와 같은 인기 게임을
비롯하여 콘솔 및 모바일 게임 시장의 몇몇 “AAA” 게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상당한 시간을 최신 빅데이터 기반
도구, 기술 및 상호작용 방식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현재 Bad Juju 팀은 다양한 게임 향상
기능에 집중하면서 기술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한정된 예산이나 촉박한 기한에
직면한 개발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Bad Juju Games는 모바일, 콘솔 및PC 기반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게이머들이 가장 잘 팔리는
게임에서 기대하는 여러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sura 인수를 통해서 Bad Juju Games는 순위표,
목표달성, 클라우드 저장, 플레이어 통계 및 프로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 호환되는 핵심
모듈과 서비스를 개발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Bad Juju의 인수로부터 혜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Desura로부터 구입하는 열성적인
게이머들은Desura를 이용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상을 받고, 확장된 게임 카탈로그, Desura에
없었던 여러 플랫폼에서 호환되는 게임 관리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Desura는 Steam®에 없는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게임 배포 서비스를
게이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큰 진전을 보였다”고 Bad Juju Games 사장 Tony Novak이 말했습니다. “이제 Bad
Juju 팀은 디지털 및 PC 게임 배포업체들의 한정된 경쟁의 장에서Desura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DRM 제거 운동 및 원칙을 계속 실천하면서 그러한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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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Juju Games에게 이번 인수는 게임에 대한 광적인 열정을 공유하는 수많은 게임 개발자와
게이머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Novak이 덧붙였습니다. “Bad Juju는 잊히지는
않았지만 사라졌던 ‘고전’ 게임을 되살리고, 유망한 새로운 게임을 찾아내고, 아시아 수입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Desura는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Bad Juju Games 소개
2010년에 설립된 Bad juju Games는 모바일, 콘솔, PC 게임 시장을 위한 차세대 미들웨어 기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비디오 게임 업계의 베테랑 개발자와 아티스트들을 모아 팀을 구성했습니다.
GOOP.io® 제품으로 시작하여 Bad Juju는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벼운 하위 레벨
게임 API 및 웹 서비스 백엔드를 설계했습니다. GOOP.io는 방대한 게임 플레이 데이터, 통계, 중요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연하면서 효율적인API입니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호환되는 순위표,
플레이어 프로필, 트로피/목표달성, 경기 데이터, 클라우드 저장/보관, 게임 대기실, 이벤트 등은 GOOP.io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채용정보를 보시려면 웹에서 BadJuju.com을 방문하세요.
Desura 소개
2009년에 처음 선보인 Desura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2600개 이상의 고품질 배포 게임들로 구성된 강력한
카탈로그로 성장했으며 매월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서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매일600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가 가입하는 Desura는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Android 기반 게임,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고 웹사이트와 게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Desura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앞으로 소식을 계속 받으시려면 Desura.com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Facebook 및 Twitter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